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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고서는 KPMG Global이발간한 Thought 
Leadership이며, 삼정 KPMG 경제연구원에서
국문요약한자료입니다.

보고서원문은아래의링크에서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
/xx/pdf/2017/10/kpmg-survey-of-corporate-
responsibility-reporting-2017.pdf 

4,9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책임 (CR)과 지속

가 능 성 (Sustainability) 을

조사하여 글로벌 트렌드를

도출

The KPMG Survey of 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ing

2017

KPMG는 1993년 이래로 기업의 책임(Corporate Responsibility,

CR)과 정보 공개(Disclosure)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분석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KPMG가 동 주제로 발간하는 10번째 보고서로,

49개국 4,900개 기업들의 사업보고서·연차보고서, 지속가능

보고서 , 웹사이트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사 · 검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CR 보고 활동의 글로벌 트렌드를

파악하고 비즈니스 관계자들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CR분야에서 대한 가장 종합적인 자료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한편, 본 보고서에서 조사대상으로 지칭되는 N100은 49개 각

국가에서 매출 기준으로 추출한 상위 100대 기업들로 총

4,900개의 기업으로 구성되며, 이와 관련된 통계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CR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G250은 전세계 모든 기업들 중 매출 기준 상위 250대

기업을 지칭합니다.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17/10/kpmg-survey-of-corporate-responsibility-reporting-20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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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를

모두 반영한 ‘통합 보고

(Integrated Reporting)’

증가

CR 보고 활동의 정량적 트렌드(quantitative trends)

본 보고서의 조사에 따르면 4,900개 기업 중 75%가 CR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CR 보고 활동은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일반적인 경영 활동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100대 기업의 73%가 CR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 2년간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CR

보고가 급증했는데, 이는 규제, 외국인 투자자의 요구, 그리고

공적 신뢰에 대한 필요성 증가에 기인합니다.

연간 사업보고서에 재무정보에 더해 비재무정보를 반영한

기업의 비중을 보면 N100은 60%, G250은 78%로 2015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모두 증가했습니다 . 별도의

‘통합보고서(Integrated Report)’ 발간 비중은 N100 과 G250

모두 1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증가는

일본 , 브라질 , 멕시코와 스페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CR 데이터의 외부 검증은 G250의 경우 과거 12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으며, CR 보고에 활용되는 가장 대중적인 형식은

여전히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를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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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보고 주제의 최근 트렌드(emerging trends)

본 보고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N100에서는 28%,

G250에서는 48%만이 연차보고서에 기후변화에 따른 재무적인

리스크를 포함하고 있어 대다수의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기후변화를 재무상 리스크로 인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공개 요구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2015년에 UN이 채택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빈곤의 종료, 지구 환경보호 ,

지속적인 번영을 위한 17개의 목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N100의 39%, G250의 43%가 CR 활동과

UN의 SDGs를 연계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인권은 확고한 글로벌 이슈가 되었습니다. CR

보고에 인권 문제를 담고 있는 N100은 73%, G250은 90%로

대다수의 기업들이 인권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G250의 67%가 탄소 감축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내부적인 목표는 파리협약 (Paris

Agreement), EU 목표, 각국의 자발적인 감축목표(INDC) 등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후변화를

재 무 적 인 리 스 크 로

간주하지 않지만, 인권은

CR 정보 공개에 중요한

이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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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가 전달하는 3가지 시사점

본 보고서의 조사 결과는 전세계 CR 보고의 트렌드에 대한

포괄적인 개관을 제공하며 아래 3가지 시사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후변화의 재무적 리스크, 인권 문제 등 기존에는

CR 보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항목들이 향후 CR 보고의

필수항목으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CR 보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즈니스 리더들은

이러한 경향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 기존에는 연간 사업보고서에 재무정보만이

포함되었으나, 최근에는 비재무정보 또한 포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적 보고가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사 재무팀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환경적,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 이를 돕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속가능팀 (Sustainability Team) 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 향후 CR 보고에서는 기업이 탄소를 얼마만큼

감축했는지 , 또는 어느 정도의 자원을 절약했는지에 대한

단순한 수치적 정보 뿐만 아니라 해당 CR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담는 것이 중요해질 것 입니다.

CR 보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며, 지속 가능

팀 (Sustainability Team)

과의 협력이 중요해질 것

단순한 수치를 넘어서 CR

활동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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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KPMG CAN HELP

《 재무·비재무 통합보고서 프로젝트 수행절차 》

Phase II Phase IVPhase IIIPhase I

프로젝트계획 개선과제발굴 주요내용기획 보고서작성

사회적 가치(비재무) 창출 관리

• 프로젝트 목표, 업무

정의

• 유관부서 TF 구성

• 글로벌 정보공개 현황

분석 및 벤치마킹

• 전년도 보고서 현황

분석

• 조직 내 통합보고

필요성 이해 워크샵

• 유관부서 인터뷰와 Gap 

분석

• 단·중 ·장기 개선 과제

제안

• 이해관계자 분석

• 중요이슈 pool 도출 및

중요성 평가

• 통합보고 프레임워크

요구사항 점검

• 데이터 수집 및 검토

• 보고서 초안 작성

• 유관부서 회람, 검수

• 디자인 기획 및 검수

통합보고서 검증

• 비즈니스 활동의 사회적 영향 분석

• 조직 내 사회적 가치 정의 수립

• 사회적 가치 관리 전략, 거버넌스 점검

• 사회적 가치 측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ISAE3000 기준 KSAM 방법론에 따라 공개 정보

신뢰성 검증

• 통합보고 프레임워크 적용 확인

• 수정·보완사항 제언

• 검증 의견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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